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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식품의약품안

전처 주최로 열린 ‘의료기기 미

래시장 창출 산·학·연·관 합동 

혁신포럼 및 대토론회’가 2일 세

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혁신포럼에서는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

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동향과 심사기

관의 역할 등이 발표됐다. 

대토론회는 김승희 식약처장

의 주재로 업계 CEO, 학계, 연

구기관 등 전문가 45여명이 참

석해 ‘첨단 의료기기 글로벌 시

장진출을 위한 산업계 미래전

략 및 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혁신포럼과 대토론회는 

의료기기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적극 반영함

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우리 업

계가 세계 의료기기 시장을 선

점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안전’과 ‘산업 육성’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

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고 밝혔다.

특히, 김 식약처장은 올해 신

년사에서 “‘제로’와 ‘최고’에 도전

하는 원년으로 삼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불

만을 제로화하고, ‘단속과 처벌’

의 규제기관이 아닌, 기업에 도

움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서비

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

힌 바 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윤영로 교수는 급속히 변화하

는 중국 의료기기시장과 중국기

업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미, 일, 중국이 

비관세장벽으로 규제를 강화하

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 현지 직

접투자 및 합자투자 등 수출국

의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통과

할 수 있는 회피전략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교수는 기업의 R&D 

투자 비율을 높이는 한편, 타부

처의 R&D결과물이 신속하게 

제품화·상품화하기 위해 인허

가 부처인 식약처의 예산이 크

게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수출경험이 많은 회

사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10년 이상 된 의료기기 품목분

류를 국제조화에 맞게 재분류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CEO는 정부정책 방향이 

담기는 ‘의료기기법령집’을 가까

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점과 제안

들이 쏟아졌다. 

동방의료기 이진휴 이사는 제

품 수출과 더불어 선진화된 규제

도 수출대상이 된다며, 상대국

에 호의적인 수출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세

아(ASEAN) 국가들이 일본, 한

국의 의료기기 제도에 관심이 높

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영문 법령, 해설서가 마련되면 

기업이 앞장서서 활용하고 홍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HWP 의장인 식약처가 아시

아 국가의 정부관계자들을 초대

해 국내 의료인프라, 의료기기업

계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아나 길문종 대표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이 처한 환

경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는 과

도한 규제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가 벤처기

업에 적합한 산업임에도 사회적

인 편견으로 제조벤처 창업율

이 저조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길문종 대표는 제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창업 활성화’, 

‘M&A 활성화’, ‘글로벌화’ 등 3

가지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예시로 든 벤처기업 4~5

개의 공동 GMP 심사 허용, 신

제품·신기술을 가진 회사의 활

발한 M&A를 위한 규제철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

다. 특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전세계적으로 마케팅을 주도하

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과 교

류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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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협회 설립과 발

전을 함께 해온 전임 회장단

을 모시고 ‘2016년도 협회 업

무 보고회’를 지난달 11일 협

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협회 회

원사 및 사무처 현황, 2014 

~2015년도 주요 업무성과 

등을 보고하고, 지난해 협회 

어린이건강검진활동 YTN 방

영 영상 및 황휘 협회장의 

YTN 공익캠페인 ‘창조경제, 

의료기기산업이 이끕니다’ 영

상을 시청했다. 이후 협회 사

무실 및 교육장 시설을 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황휘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

해 전임 회장단의 협회에 대

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감사

를 말을 전하면서, 취임 후 2

년차인 금년에는 보다 나은 

회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

히 협회 회비체계 개편의 취

지를 설명하고, 교육위원회 

신설,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등 회원사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에 송인금 6대 협회장(인

성메디칼 회장)은 “제조 등 이

사회 임원사를 늘려 업계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이창규 

초대 협회장(DK메디칼솔루

션 회장)은 “의료기기업계 전

체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

는 단체는 협회 밖에 없다며 

협회 성장은 사무처 직원들이 

회원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

지 고민하고 생각할 때 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춘섭 3대 협회장(케

이씨피메드 회장)은 “의료기

기 유통시장을 어지럽히는 

간납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협회에

서 추진할 것과 특히 언론, 방

송 등을 통해 국민과 정부가 

간납업체 폐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했다.

윤대영 5대 협회장(대화기

기 회장)은 “협회가 다양한 회

원사 지원사업을 수행되고 있

음을 치하하는 한편 조합 등 

유관단체와의 소통을 활발하

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KMDIA, 전임 회장단 ‘협회 업무 보고회’ 개최
최춘섭 전임 협회장 “강력하게 간납업체 문제해결 나서야”

EO멸균밸리데이션 수행

정직한 서비스 ㈜더스탠다드에서
EO멸균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더스탠다드는 최신식 EO멸균기와 GC를 도입하여 
ISO규격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SO 17025 인증을 획득한 국제공인시험기관입니다.

업무분야

밸리데이션 –  크린룸 | 세척 | 포장 | 스팀멸균 | EO멸균 | 

무균충진 | 사용자멸균 | 사용자세척 | 용접 | 

본딩 | 열처리

유효기간 설정시험

무균시험 | 바이오버든 시험

공정위탁 - EO멸균, 크린룸공정

BI, CI 판매 (NAMSA한국대리점)

크린룸 시공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벽산디지털밸리 2차 1216호  T. (02)838-5533  

(주)더스탠다드 

GC분석시험

http://www.thestandard.co.kr

EO멸균공정 위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17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제17회 정기총회를 내달 24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 주요 안건이 있습니다. 협회 회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7층 세레나홀(Selena Hall)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40(논현동 248-7), 

 지하철 7호선 학동역/강남구청역

•의결안건 : 제1호 의안 : 201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회 위임의 건

•보고사항 : 협회비 체계 변경

시간 내용 비고

10:00〜10:01 개회선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10:01〜10:03 성원보고

10:03〜10:30 의결안건

10:30〜10:39 보고사항 사회자

10:39〜10:40 서명이사지명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시간 내용 비고

10:50〜11:05 개회 국민의례/내빈소개

11:05〜11:10 개회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11:10〜11:20 축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외 외빈

11:20〜11:50 시상식

•국회의장 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표창
•감사패

11:50〜11:55 폐회 사진촬영 및 오찬안내

11:55〜13:30 오찬 및 환송

※ 일정 및 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회 (1부)

■개회 및 시상식 (2부)

아  래

전임 회장단은 보고회 이후 협회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앞줄 왼쪽부터 KMDIA 이광순 상근부회장, 
최춘섭 3대 협회장(케이씨피메드 회장), 이창규 초대 협회장(DK메디칼솔루션 회장), 황휘 협회장, 윤대영 5대 
협회장(대화기기 회장), 송인금 6대 협회장(인성메디칼 회장), 이선교 전문위원.

즉, 오픈이노베이션을 추구

하는 글로벌 기업에 국내기업

이 기술과 R&D, 생산성을 제

공하는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기업 한국법인 비브라

운코리아 김해동 대표는 외국

투자기업은 이미 다양한 국산

의료기기를 글로벌 시장에 소

개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중

국, 대만,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넘어가기 전에 전략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

다. 특히 의료기술투자 전문가

를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

자를 유치하면 수출은 부수적

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쥬디스코퍼레이션 유

철욱 대표는 국내 제품이 해외

에서 제값을 받기 위해선 해외

마케팅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며, 현재 제약, 의료, 바이오 산

업에서 해외 마케팅 경험이 많

은 퇴직인력들이 의료기기산업

에 진출해 글로벌 마케팅 전문

회사를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제도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케이엠헬스케어 신병

순 대표는 정부 지원이 제품개

발에 중점에서 벗어나 병원, 

제약, 의료기기가 연계된 마케

팅 측면의 제도적 체계를 만들

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

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기

기업계의 실무적인 애로사항 

개선안도 제기됐다. 업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자발적인 리

콜을 진행해도 적발된 경우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

가 있다며 업체의 적극적인 사

후관리 조치에 차별화된 인센

티브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

다. 또한 고유식별코드(UDI) 

제도가 전세계적으로 도입되

는 추세이므로, 식약처는 의료

기기 안전관리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총괄하고 구체적인 계

획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업

계의 노력, 정부차원의 규제조

화, 국제적 협력활동이 중요하

다며, 최대시장인 중국 진출을 

돕기위해 중국 규제 당국과의 

MOU, 정부 간 실무접촉을 통

해 기술규제 장벽이 해소되도

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업계에선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민

간 차원의 규제조화 활동도 활

발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계 제안에 대해 식약

처 강봉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고유식별코드(UDI) 제도는 국

제조화를 방향으로 추진하돼, 

건강보험코드와도 연계를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UDI

는 현재 추적관리대상의료기

기, 병원 내 CT, MRI 등 사용중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의료기

기 입출고 및 유통정보, 사후관

리 검사, 위해 의료기기 및 부작

용 정보의 소비자 제공 등 5가

지 목적하에 구축될 예정이라

고 밝혔다. 또한 임상시험 자료 

제출 의무화제도는 일단 중지

되며 ‘갈라파고스 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휘 협회장은 “산·

학·연·관이 함께 모여 고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번 제

1회 혁신포럼과 대토론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일선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기탄없

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소통

할 수 있다면 수회가 개최될 

쯤에는 우리가 목표했던 의료

기기산업 강국에 진입해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1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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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금년에도 의료기

기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전시회 지

원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KOTRA는 1일 올해 ‘이란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회(Iran 

Health)’와 ‘미국 시카고 방사

선 의료기기 전시회(RSNA)’

의 한국관 수행기관으로 협회

를 선정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2016년~2017년도 ‘터

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

(EXPOMED EURASIA)’ 및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ZDRAVOOKHRAN 

ENIYE)’를 참가하는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란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회 

5월 15일 개최

‘이란 테헤란 의료기기 전시

회(Iran Health 2016)’는 오

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서 개최되며 총 10개 업체가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할 예정

이다.

최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와 수입의료기기에 의존

하는 이란 의료기기 시장의 특

성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업체

들의 해외 수출 판로를 확대하

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금년 전시

회를 통해 국내 업체가 이란 

시장 진출과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양국가간 의료기기 무역 교

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지

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시회 한국관 참가업체는 

임차료·장치비의 최대 50% 

내에서, 운송비는 해상 편도

(1 CBM 기준)로 100% 전액 

국고 지원을 받는다. 또한 바

이어 명단 제공 및 참가업체 

홍보 등 현지에서의 해외 마

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가업체 모집은 현재 글로

벌 전시포탈 사이트(www.

gep.or.kr)에서 진행중에 있

으며, 이달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 11월 27일 열려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

기 전시회(RSNA 2016)는 11

월 27일~12월 2일까지 엿새 

간 열리며, 한국관 규모는 10

개사 11부스로 참가기업을 모

집할 예정이다. 올해 102회째 

맞는 전시회와 동시 개최되는 

학회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

정받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의

료기기 제품 및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참가업체 모집은 6월쯤 공

지할 예정이며, 글로벌 전시

포탈사이트(www.gep.or.

kr )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kmdia.or.kr)에서 확

인 가능하다.

황휘 협회장은 “우수한 기

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국내 제조사의 해외시장 개척

을 적극 지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전시 지원 사업

을 추진해 국내 업체의 세계 

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를 통

한 협회 만족도 향상 및 협회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

라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

장·황휘)는 주한인도대사관

과 국내 기업의 인도 의료기

기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방

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번 회의는 지난달 13일 주한

인도대사관 우펜드라 싱 라

왓(Upender S. Rawat) 공

관차석이 협회를 방문해 이

뤄졌다.

주한인도대사관 라왓 공관 

차석은 인도 의료기기 시장

에 관심 있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기업체들이 인도에 진

출하기를 바라며, 특히 직접

투자 또는 합작투자(Joint 

venture) 방법을 기대한다며 

협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라왓 공관 차석이 설명하는 

인도 의료기기 시장은 8개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제조사가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매출

을 올리고 있으나, 저가치 품

목군 생산이 대부분이며, 제

조시설 등 의료기기산업 기

반의 미비로 대부분 의료기

기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인도정부는 외

국인 직접투자 비율을 100%

까지 늘리는 등 투자환경 조

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의료 수요 증가로 

인해 점점 고부가가치 품목

군 생산이 이뤄지며 품질도 

향상됐다. 특히 인도 의료기

기 시장은 5년간 매년 10%씩 

증가하는 매력적인 시장이라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휘 협회장은 

한-인도 간의 의료기기 분야 

경제교류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환영

의 뜻을 전했다. 

황휘 협회장은 우선 한-인

도 기업 간의 교류를 통한 발

전적인 관계를 맺고 비즈니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

회와 인도의료기기산업협회, 

주한인도상공회의소(ICCK)

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

서(MOU) 체결을 제안했다. 

MOU 체결 이후에는 양국 산

업계 대표단 교류, 메디컬 클

러스터 시찰단, 국제전시회 

참가 등 협회 회원사와 인도 

기업과의 활발한 만남이 이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 신병순 국제교류

위원장은 인도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업체 및 한국 

시장에 관심 있는 인도 업체

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 주는 

통로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미팅을 포함한 실질적인 관

계로 발전해 나가자고 덧붙

였다.

한편, 인도 의료기기시장 

진출과 관련해 관심 있는 기

업은 주한인도대사관(02-

790-5488,  minister.

seoul@mea.gov.in)으로 연

락하면 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

험위원회(위원장·김충호)는 

지난달 11일 ‘미국 보스톤대

학교 공중보건대학장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협회 보험위원회 위

원 및 의료기기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보건감염, 

질병예방에 관한  부정적 사

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

련됐다. 

산드로 갈리아(Sandro 

Galea) 공중보건대 학장은 

세계는 점점 건강해지고, 수

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빈곤 

국가의 건강문제는 심각하

고, 선진국과의 격차는 극심

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때 비전

염성 질환의 사망률이 높고, 

기대수명은 변화가 없다며 

이는 여러 가지 부정적 원인

들이 중복해 작용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런 미국의 국민보건의 실

패 원인으로 △새로운 질병

에 대한 트렌드 파악과 관심 

부족 △질병예방에 대한 투

자 부족 △건강에 대한 제한

적인 공공의 개입 △정치, 경

제, 사회 등 사회적 구조의 좋

지 않은 조건들 △잘못된 투

자 방향과 장기적인 투자의 

실패 △계속되는 인종, 소득

별 차이로 인한 건강 격차에 

대한 무시 등을 꼽았다.

산드로 갈리아 공중보건대 

학장은 많은 나라에서 국민

건강이 우선순위가 돼가고 

있는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 기회가 있다고 강

의를 마무리했다.

식약평가원, 소통포럼 운영위 위촉식

설영수 이루다 이사 외 4명 위원대표 위촉장 수여

KMDIA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각 위원회 사업예산안 및 간납업체 문제 논의

국제조화 맞춰 ‘품목별 등급’ 조정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등급 규정 행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

장·손여원)은 20일 협회 대

회의실에서 금년도 의료기기 

소통포럼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올

해 운영위원회는 정희교 의료

기기심사부장이 위원장을 맡

고, 산업계(20명), 학계(2명), 

시험검사기관(2명), 유관기관

(3명), 식약처(8명)로 구성돼 

국내에서는 민관 소통강화, 해

외에서는 국제조화를 위한 소

통체계 구축과 실천 방안을 마

련할 예정이다.  

식약평가원 정희교 부장은 

지난해 소통포럼이 다양하고 

알차게 성공적으로 진행돼, 식

약처 타부서에 벤치마킹 사례

가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

다. 정희교 부장은 금년에도 

소통체계 운영 방안을 공유하

고, 제2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

포럼 주제 선정 등 운영위원들

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달 26일 금년도 

첫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법규, 보험 등 주요 위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

차 이사회 개최 및 2016년도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부서 및 

위원회별로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했다.

또한 최근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간납업체 문제를 심

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

표하기로 했다.

복지부, 제약·의료기기산업·바이오헬스 육성

‘해외 임상, M&A, 오픈이노베이션’ 집중투자

복지부는 금년도 ‘제약·의

료기기산업 미래먹거리로 육

성’,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

드화’, ‘ICT 융합 기반 의료서

비스 창출’ 등을 중점과제를 추

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 글 로 벌  헬 스 케 어  펀 드

(1,500억원)’ 본격 투자를 통해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 M&A, 

오픈이노베이션 등 자금 지원

에 나선다. 또 첨단의료복합단

지 내에 임상시험센터를 건립

해 입주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

터 등 핵심시설 간의 연계를 활

성화하기로 했다. 첨단·고부

가가치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R&D 지원과 맞춤

형 멘토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과 가속화를 목표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바이오

헬스산업 민·관협의체’를 구

성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

략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할 계

획이다.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4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K-Medi 패키지 해

외진출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도 추진한다. 중동 지역으

로는 의료기관 진출뿐 아니라 

건강보험 연수, 제약 수출, 병

원정보시스템 수출 등을 패키

지로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패

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러시아와 CIS 지역으로는 

의료인 면허인정과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가 인정된 한-우즈벡 협력약

정 모델을 중앙아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진

출 확대를 위해 중남미, 중국 

등에 원격의료 MOU 후속 시

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국내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

자를 지난해 5,300명에서 올

해 1만 200명으로 확대할 예

정이다. 참여의원 수도 지난해 

148개에서 올해는 278개로 증

가한다. 도서벽지 20개소, 농

어촌 취약지와 응급실 간 응급

원격협진 70개소, 격오지 군 

부대 63개소 등 취약중심을 중

심으로 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확대된다.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

원만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

승희)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

별 등급을 사용목적, 잠재적 위

해성,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재

분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7일 행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제조화에 

따른 품목별 등급 조정 △품목 

세분화 △품목명 신설 및 명확

화 등이다.

‘콘택트렌즈소독기’, ‘개인용

요화학분석기’, ‘일회용손조절

식전기수술기용 전극’, ‘일회용

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 전극’ 

및 ‘일회용동기주입기’ 5개 품

목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

정됐다.

그리고 ‘실린더식 의약품 주

입펌프’ 품목을 신설하고, ‘생

체검사용 도구 한벌’ 품목은 

‘생체 검사용 도구’와 ‘검체 채

취용 도구’로 세분화했다.

또한 ‘체내형 순환기용 초음

파영상진단장치’, ‘체외형 순환

기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범용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및 

‘수혈용 혈구응집 검사 시약’ 4

개 품목은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의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

해 의료기기 인증 등의 처리 기

간이 단축돼 업계가 신속하게 

제품을 인증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해성, 

해외 규제 동향 등에 따라 의료

기기 품목 분류 및 등급을 합리

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MDIA, 이란·미국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금년 이란, 미국 등 4개국 전시회 수행기관으로 선정 

KMDIA-주한인도대사관, 인도의료시장 진출 협력
인도, 국내 우수기업의 직접투자 및 합자투자 기대

KMDIA 보험위원회 특별강연 개최
미국 보스톤대 공중보건대학장 초청 강연

지난해 12월 러시아 의료기기 전시회에는 국내기업 9개사, 12개 부스로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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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특별기고

“약진하는 의료기기산업과 세계 시장 진출”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고

령화 현상에 따른 의료비 급

등,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

심으로 변화하는 의료서비

스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

다. 특히,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나

노기술(NT)·생명공학기술

(BT)·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건강

시대가 열리고 있다. 주요 국

가들은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통적인 의료기기 시장과 

결합한 의료 융합 시장이 핵

심 비즈니스로 부상하고 이

는 의료기기산업의 성장 모

멘텀이 되고 있다.

글 로 벌  조 사 업 체  B M I 

( B u s i n e s s  M o n i t o r 

International, 2015)에 의

하면, 2015년 세계 의료기

기 시장규모는 3,244억 달

러로 추정되고 있다. 글로벌 

불황 속에서도 최대 의료기

기 시장인 미국(4.9%), 중국

(3.3%) 그리고 한국(1.2%)

만이 상위 15개국에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이어갔다. 우

리나라 의료기기 시장 규모

(2014)는 약 5조원 규모로, 

생산액은 4.6조원, 수출액 

2.7조원으로 나타났다. 시

장 규모는 2010년 이후 연평

균 6.5%, 같은 기간 생산액

는 연평균 11.6%, 수출액은 

12.7% 성장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메르

스 사태로 내수·수출에 동

반 부진에 빠졌다. 의료기기

업계가 받은 충격은 더욱 컸

으며 의료기기산업 전반이 

경영적 위기에 처했었다. 그

럼에도 2015년 국내 의료기

기 시장규모는 약 5.5조원으

로 10%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위기를 극복하고 하

반기 성장잠재력이 발휘됐기 

때문이다.

금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3,395억 달러 규

모로, 4.6%의 성장이 전망되

고 있다. 이런 시장 성장세에 

편승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

기기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R&D, 수출환경 조성, 시장 

개척 등 정책적 지원과 투자

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식약처, 복지부, 산업부 그

리고 외교부까지 첨단융복합 

의료기기의 개발, 허가, 시판

승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

찰정보, 해외시장 진출까지 

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이 가

시화되었고 활발하다.

현재 의료기기 허가(식약

처) 신청과 동시에 신의료기

술평가(복지부, 보건의료연

구원)를 병행해 통합심사하

고, 원스톱으로 신청·처리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

하는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 구축이 그 

예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해

외 경제순방을 통한 중국, 미

국, 체코 등 경제사절단의 성

과가 괄목할만하다. 2015년 

말에 이뤄진 체코 방문은 동

유럽에서 보건의료 및 의료

기기 진출 확대의 기회가 되

었다. 체코 의료기기 시장은 

2018년에 약 20억 달러에 

이르며, 65세 이상 인구 증

가로 고령층에 의한 수요 확

대와 공공병원 노후화에 따

른 의료기기 교체로 우리 기

업에 호재가 될 것이다. 체코

는 한국과 국내 대기업에 대

한 호감이 높고 한류 열풍이 

짙게 불고 있으며, 인근 폴란

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으

로 진출도 바라볼 수 있어 기

대된다.

의료기기는 시장진입장벽

이 높기 때문에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품질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출의 첫발은 전

시회에 선보이는 것이다. 한

국이 1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시장은 미·중·독·일 외에 

러시아가 있다. 

90% 이상을 수입의료기기

에 의존하는 러시아에서 ‘모

스크바 의료기기 전시회’는 

시장 진출의 관문이 된다. 정

부는 전시회 지원사업을 통

해 전시회 참여 기업을 모집

하고 민간 협회를 통해 수행

케 하여 한국관을 구성하는 

기업과 제품의 홍보와 편의

를 도모하고 지원하고 있다. 

작은 지원 하나가 거대시장

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필자는 30여년 업계에 종

사하면서 의료기기산업의 성

장과 발전을 함께했다. ‘2017

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

약’이란 목표가 현실화되려

면, 정부는 ‘선택과 집중’ 그

리고 ‘끊김 없는 지원’이라는 

정책적 기조를 이어가야 한

다. 또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선진화된 유통구조 확립과 

건강보험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 약진하는 의료기기산업, 

세계 시장 수출 확대로 빛을 

발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신기술과 우

수 신제품으로 글로벌 시장

에서 경쟁력을 갖고 비상하

기를 희망한다. 

의료기기 세평

황  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미국 GPO 쟁점과 국내 간납업체와의 차이점
“공급업체의 ‘계약운용 수수료’ 병원 전달, ‘비용절감’ 될 수 없어”

미국 GPO는 과연 병원과 환자를 위해 비

용 절감의 성과를 제공할까?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 

구매대행업체(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GPO). 즉 GPO는 일

반적으로 수요자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하나의 전략적인 도구이다. 

미국의 GPO는 의료 시장에서 병

원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

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

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과

연 GPO가 병원 및 환자 그리고 의료 

산업의 구매프로세스에 있어서 성과

(Performance)와 가치(Value)를 제

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병원과 

사회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성과적인 측면에

서 GPO가 병원에 최저가로 제품을 공

급하고 있는가와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계약 운영 수수료(Contract 

Administration Fees, CAFs)를 

GPO가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 높은 가

격으로 계약해야 하는 모순적인 구조

에서 병원을 위한 가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이다. 

다시 말하면, GPO 계약서는 병원의 

비용절감이나 사회적 비용보다는 공급

업체와 GPO의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우려는 비용을 

넘어서 삶의 질(quality)의 문제로 확

대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이고 규모가 

작은 공급업체는 시장 진입의 장벽으

로서 GPO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환자가 보다 혁신적인 제품

으로 치료받아 삶을 연장하는 기회마

저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는 

2002년 4월 보고서에서 GPO 계약이 

항상 병원을 위해 최저가를 보장하지 

않고, 비용 절감은 GPO 규모와 관련

이 없고, 병원의 규모가 큰 수록 비용 

절감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큰 병

원(500병상 이상)은 직접 협상에서 작

은 병원(500병상 이하)은 GPO 계약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3년 7월 보고서에

서는 좋은 가격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

한 요소는 구매 수량(Volume)이었다

고 한다. 

GPO 계약을 통해 얻은 비용절감

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문은 병원 구매

과 담당자나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내

용으로부터 응답 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논문 대부분이 GPO 업체

나 그와 반대되는 업체에서 후원한 내

용이다. 그리고 대부분 거래 비용을 

줄이거나, 리베이트와 배당금을 통해

서 매출을 개선해 GPO가 제품 가격

과 관련된 비용을 줄였다는 보고도 있

었다. GPO와 관련해 가격이나 비용절

감에 대해 각 병원의 구매담당자의 만

족도가 높을지라도 미국상원재무위원

회의 보고는 GAO의 내용과 마찬가지

로 아직까지 경험적 데이터(Empirical 

data)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병원들은 GPO에서 제공하는 

제품 가격을 기준점으로 혹은 벤치마

킹해 병원이 직접 협상함으로써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병원

이 로컬 혹은 전국적인 GPO를 같이 전

략적으로 활용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있고, 이런 비용절감에 있어서 

병원이 의사와의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요소였다고 밝히

고 있다(캘리포니아 대학 연구, 2012

년 GAO 보고서).

가치적인 면에서 과연 GPO는 어떤 가치

를 병원과 공급자에게 제공할까?

가치적인 면에서 애리조나 주립대

학 연구에서 미국 GPO인 노베이션

(Novation)에서 취합한 데이터를 이

용해 2009년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

고 있었다. 구매 담당자가 △단가협상

을 준비하는 시간을 줄여준다. 그리고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한다. 또한 △제품 표준화에 도움을 준

다. 그리고 △다양한 운영 데이터에 대

한 지원이 있다며 GPO의 가치적인 측

면에 대해 언급했다. 반면, 국내 간납

업체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런 서비스의 수여자는 병원이다. 그

렇기에 간납업체 할인율과 연계해 공

급업체에 앞서 언급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

은 문제가 있다. 

최근 병원이 클수록 GPO 이용률이 

떨어지고 GPO를 하나의 채널로 인식

하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신제품

의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서 가치가 있

다고 언급하고 있다(2002년 HIGPA/

Industry NHE data). 그러나 국내 

현실은 오히려 간납업체가 신규제품에 

대한 장애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제 

막 가격이 책정돼 나온 제품에 대해 매

출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비슷한 제

품군 및 공급업체와의 평균적인 간납

할인율을 잣대로 가격을 낮추고 또한 

원하는 단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연

계약을 통해서 신제품이 병원에 코딩

돼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나 환자

가 보다 우수한 제품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경우도 종

종 있다.

<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미국 GPO와 한국 간납업체의 실체는 

다르다. 미국식 GPO가 구매를 전제로 

한 계약을 바탕으로 계약 운영 수수료

를 성공보수로써 받지만 국내 간납업

체는 근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특히 <그림 1>의 

미국 GPO 계약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듯 특정 제품의 전체 구매량의 몇 

퍼센트(%)로 구매라든지, 최소구매 금

액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이런 이

유로 인해 공급업체는 계약 운영 수수

료를 GPO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

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종류 또한 차

이가 크다. 대부분 국내 간납업체에서 

주장한 서비스의 내용은 실제와 다르

다. 국내 공급업체의 80%는 최근 설문

을 통해서 간납업체와 주로 하는 업무

로, 계약 〉 계산서 발행 〉 주문발주업무 

〉 입찰 〉 신규제품 등록 업무 순이라고 

답했으며 이런 업무가 실제 간납업체

와 공급업체 간의 관련 업무인 것이다.  

또한 상원 청문회와 보고서는 아래

와 같이 4가지 이슈에 대해 제기했다.

첫 번째, 대형 공급사와 GPO 간의 

계약이 작은 물류 업체나 그들의 혁신

적인 제품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는지 여부.

 의료기기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

박 재 형

간납업체 개선 TFT 위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두 번째 이와 연관된 이슈로 긴 계약 

기간(3, 5년)이 작고 혁신적인 회사의 

시장 진입의 장벽이 되고 있지 여부.

세 번째, GPO가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가치를 제공하는지 여부.

네 번째, 궁극적으로 GPO와 공급자 

간의 재무적인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여부.

향후 위에 쟁점들이 가치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가 진행돼야 할 

사안으로 사려된다.

<그림 1>은 미국 GPO 계약서로, 계약

서 조항에는 최소 구매 퍼센트(%) 또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구매를 기반으로 

한 계약 운영 수수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GPO의 비용 절감

과 관련된 연구에서 비용을 줄인다는 내

용의 데이터가 GPO에 의해 제공된 데

이터도 많고 또한 근거가 없이 구간척

도(Interval scale)를 사용한 상대적 설

문이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 구

매분야의 전문가 중 린 에버라드(Lynn 

Everard)는 GPO에서 연구를 통해 비

용 절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보면 비

용 절감에 대한 정의가 없거나 어떤 비

용을 절감했는지 불분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

점은 GPO가 공급업체부터 받은 계약 

운영 수수료(CAFs)를 다시 병원으로 전

달되는 부분을 갖고 비용 절감이라고 이

야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계약 운영 수수료(Contract 

Administration Fees), 한국의 간납 할인율 

미국의 경우, 계약 운영 수수료는 안

전지대규정(Safe Harbor Guideline)

에 의해 3% 이하로 형성돼 있으며 과

거에 비해 최근에 그 퍼센트(%)가 낮아

지고 있다. 2008년에는 1.22~2.25%

까지 보고되고 있다. 또한 계약 운영 

수수료에 있어서도 각 GPO의 브랜드 

라벨 부착 여부가 계약 운영 수수료의 

퍼센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2>와 같이 계약 운영 

수수료는 GPO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내 간납업체

는 공식적인 계약서 안에 간납업체 할

인율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림 2>의 미국 GPO 계약서에는 

계약 운영 수수료(GPO fees)에 대해 

명시돼 있다. 

결론

현재 미국 GPO도 사회적으로 다양

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 투명성이나 

성과 및 가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물며 국

내의 실정은 그 형태와 서비스조차 정

확히 정의 내릴 수 없다. 간납업체는 

미국식 GPO라고 주장하며 그 서비스

나 비용 절감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에 

소개하고 있으나 미국에서조차 보다 

검증이 필요하며 경험적 데이터의 부

족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제품 구매

가 전제되지 않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간난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가 병원임을 생각할 

때 현재 유통구조에서 간납업체는 국

내 의료기기 유통 구조를 왜곡하고 그 

피해는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1. 한국 간납업체와 미국 GPO의 비교>

한국 간납업체 미국 GPO

계약기간
1년

(갱신, 정기단가계약, 입찰)
3년, 5년

구매 여부 일부 있으나 1% 미만 50~95%

간납할인율 3~30% 3% 이하

할인율 근거 없음
안전지대구정(Safe Harbor Guideline) 

구매량에 따른 % 혹은 구매금액

결제기간 90일~1년 30일 이내

병원당 GPO 
이용수

0 혹은 1개 2~4개

서비스 계약
계약, 임상평가. 제품표준화, 신기술평가, 

전자상거래, 데이터 벤치마크

<그림 1. 미국 GPO 계약서 예시Ⅰ>

<그림 2. 미국 GPO 계약서 예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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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 협회비 체계 변경 안내

1. 유관기관 및 업계소식과 각종 최신 정보 제공

    (협회 통계정보 활용 포함)

     - 홈페이지, 협회보, 뉴스라인, 뉴스레터,  실적편람, 이메일, 팩스 등

2. 무료 교육 또는 컨설팅, 최신정보 등 제공(CHAMP, 사이버교육 등)

3. 해외 전시회‘한국관’참여 우선권 제공 

4. 정부 및 유관기관 등 대관업무 지원

5. 구인/구직 (의료기기뉴스라인 제공)

6. 국내·외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알선 등 서비스 지원

7. 위원회 활동 참여 및‘정부 등 외부기관’전문가 추천

8. 의료기기산업편람(통계 및 업체 정보 등) 제공

9. 다양한 우대할인 제공

    *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수료 20% 할인

    * 공정경쟁규약 기부 관련 규약심의수수료 50% 할인

    * 의료기기협회보, 의료기기뉴스라인, 뉴스레터, 홈페이지, 편람 광고 할인

    * 교육·세미나·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초청 및 참가비 할인 등 우대

10. 기타 각종 애로사항 발생시 협회 지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1999년 7월 설립 당시부터 2015년 말까지 16년간 회원사 규모와 관계없이 연회비 36만원(월 3만원)을 일률적으로 유지해 

왔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연회비 등 수입 1억 8천만원으로 회원사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회비체계를 변경하여「회원사 중심의 보다 수준있는 지원」을 다하고자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협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성과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올해는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회비 체계는‘회비체계개편 

TFT’를 통하여 8개월에 걸쳐 유관 단체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임을 알아주시고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등 변경사항 : 2016.1.1 시행

[변경 연회비 및 가입비]

구분

연회비 가입비

 전년도 실적보고 금액 종전 현행 종전 현행

정회원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1,000억원 이상

36만원

960만원

30만원 100만원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480만원

2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240만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20만원

100억원 미만 60만원

준회원
(판매업, 임대업, 수리업, 컨설팅 등)

- 12만원 18만원 10만원 20만원

[연회비별 신규 제공 서비스]  

연회비 우대혜택 환산금액

960만원

의료기기협회보 : 지면광고 6회(600만원)

1,225만원

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2회(20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10회(200만원)

의료기기편람 : 지면광고 1회(150만원)

워크숍 초대 : 참가비 5명(75만원)

480만원

의료기기협회보: 지면광고 3회(300만원)

560만원
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1회(10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5회(100만원)

의료기기편람 : 지면광고 1회(60만원)

240만원

의료기기협회보: 지면광고 2회(160만원)

270만원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1회(5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3회(60만원)

120만원
의료기기뉴스라인 : 배너광고 1회(90만원)

130만원
뉴스레터 : 배너광고 2회(40만원)

[특별회비 신설] 2016.1.1 시행      
                                         

구분 임원회비 비고

협회장 2,000만원

 연회비와  
 별도임

부회장 300만원

이사

150만원

감사

회원사 지원사업 강화와 연회비 현실화를 위한 회비체계 개편 

회원사 제공 혜택 강화, 적극적인 협회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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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8~9층(역삼동, 여삼빌딩)  TEL 02)596-7404

>> 협회 제공 서비스 
협회 활동

※ 금액별 광고사이즈 다름

특별기고

 식약처 의료기기 정책 방향

의료기기산업은 그 어느 분

야보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

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의 증

대로 인해 의료기기에 대한 수

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

며, 또한 IT, BT, NT 등의 첨

단 기술과 의료기기의 융복합

으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

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시대 변화에 대응하면서 의료

기기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 안

전 강화를 위하여 15년도 식약

처 의료기기 정책은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한 

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주요 성과로는 △의료기기

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 제정으로 

국민편익 증진, △신속 인증

을 위한 저위험 의료기기의 신

고·인증업무 의료기기정보기

술지원센터 위탁 수행 실시 △

기허가된 전자의료기기에 대

한 국제규격(IEC 6060-1 3

판) 적용 제외 △공장시설별 

제조업 허가를 기업별 제조업 

허가로 개선 △ DEHP 등 프탈

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에 대

한 허가 제한과 유통·사용금

지 △동물용 의료기기 중복허

가 문제 해소 등이 있다.

의료기기 분야의 국내외 환

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점

을 감안해 2016년도에는 의

료기기 규제 선진화를 통한 창

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

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보건의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

한 규제에 대한 개혁은 지속적

으로 추진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

고자 한다. 

첫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

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

그동안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이후 복지부의 신의료기

술평가가 별개로 진행됨에 따

라 신의료기술 대상에 해당하

는 의료기기의 경우 개발 후 의

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데까지 

장기간(최대 470일)이 소요됐

다. 앞으로는 허가와 신의료기

술평가를 식약처에서 원스톱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 

창구를 단일화하고, 식약처 허

가와 동시에 신의료기술평가

를 병행해 통합 심사를 진행함

으로써 개발 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데까지의 기간을 최

대 13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신개발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

장 진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의

료기기 개발업체의 부담이 완

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건강보험에 등재돼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의 핵심

요소인 사용목적을 적응증 중

심 허가체계로 개편할 예정이

다. 현행 의료기기 허가 체계

와 국민건강보험 적용체계가 

서로 연계돼 있지 않아 건강보

험 등재 신청 시 추가자료를 별

도로 제출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적응증 중심의 허가

체계로 개편하는 동시에 허가 

신청 시 건강보험에 부합한 적

응증을 기재할 수 있도록 품목

별 사용목적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목적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의료기기 개발부터 수출까

지 각 단계별 지원이 부처별로 

분절돼 있어서 제품화 성공을 

위한 부처 간 통합지원이 미흡

했다. 식약처는 미래부, 산업

부, 복지부, 중기청 등 5개 부

처 합동으로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함으로

써 연구개발부터 시판허가 및 

수출까지 전주기 통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

업청 옴부즈만, 총리실 민관합

동규제개선추진단, 한국의료

기기산업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해 개발부터 수출까지 업

체가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발

굴하고 부처 합동으로 제도개

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제품화 전주

기를 지원하는 ‘차세대 의료기

기 100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

획이다. 정부 R&D 지원 과제 

등 세계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

은 제품 20개를 선정해 전주

기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한다. 

R&D, 임상, 허가, GMP 등 제

품 개발 단계별로 각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 규제·

개발 정보 및 기술 등을 제품별 

전문 멘토링팀을 구성·운영

함으로써 제품화 전주기 지원

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시장동향 및 규제현황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

써 세계 시장 선점에 기여하고

자 작년 11월에 서비스를 시작

한 ‘의료기기 통합정보뱅크’의 

서비스 수준 또한 한 층 업그레

이드 할 예정이다. 현행 7개국 

정보 지원 범위를 10개국으로 

확대하고, 해외 정보의 원문사

이트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의 

내용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

보검색 도우미 1:1 맞춤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

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업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셋째, 건강백세시대 헬스케어 안

전관리 패러다임 구축

ICT 기술 및 스마트 플랫폼

을 이용해 시간·공간 등의 제

약요소를 극복한 새로운 헬스

케어 제품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안

전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식약처는 헬스케어 

분야 산업표준(KS) 제·개정

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 안전관

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산업부에서 산업표준을 일괄

관리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의 

제·개정 및 국제규격 부합화

가 미흡했다. 작년 7월 헬스케

어 분야 산업표준 제·개정 권

한이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헬스케어 분야 산업표준이 국

제 규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

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산업

표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표준을 

마련해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헬스케어 제품의 제조 및 유통

을 기대한다.

또한 고령친화 의료기기 제

품의 임상시험 인프라를 강화

할 계획이다. 고령친화 제품 개

발 업체의 경우 고령자 관련 기

초데이터의 부족과 고령자 제

품 전문 임상시험기관이 부족

해 제품 개발에 애로가 존재했

다. 의료기기 임상개발부터 고

령 사용자 중심의 성능, 안전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고령 환

자를 고려한 임상시험 표준 프

로토콜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

령친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

적, 고령 피험자 등의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임상개발을 촉

진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우선 심사 등의 인센티브를 제

공함으로써 임상시험 인프라

가 강화되리라 기대한다.

넷째, 소비자중심-위험기반의 

사후감시체계 강화

그동안 의료기기법 위반 이

력이 있는 업체 중심으로 위반

사항 적발·행정처분 위주의 

감시를 진행했으나, 특정 업

체 및 제품에 대한 단발성 감시

로 잠재적 위험요소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를 보였다. 위

반 이력이 있는 업체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 감시 방식

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문제 발생시 사회적 파

급력이 큰 제품이나 다수 소비

자에게 대량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 등 위험요소 중심의 

선택과 집중 감시를 하면서 시

정·예방 조치(CAPA) 중심의 

현대적 감시 방식을 도입할 예

정이다. 위반 사항의 위해 정

도 및 내용별로 시정·예방 조

치를 명령하고 조치 결과에 대

해 끝까지 피드백 관리를 통해

서 의료기기 업체의 리스크 관

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의료기기의 유통 

및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정

보 수집능력을 강화하기 위

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다

년간의 특정 분야 경력이 있

는 소비자 전문가를 특정 분야 

‘Specialist’로 위촉해 MRI, 

CT 등 의료영상 분야의 의료

기기 불법 변·개조 적발을 강

화하고자 한다. 의료기기 취급

업체 지도·점검 및 불법 의료

기기 정보 수집 등 부족한 감시

인력 보완과 전문성 향상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도 대폭 강화된

다. 허가 제한 품목 및 수입금

지 등의 대상 물질을 사용·함

유할 가능성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수입통관

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

다. 의료기기 제조에 사용되는 

위해 우려 원재료에 대해서도 

의료기기와 같은 수준으로 통

관단계에서 관리하며, 불법 의

료기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수

입요건 확인 시 인보이스를 통

해 제품의 수입신고서와의 동

일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결언

최근의 전 세계적인 추세인 

ICT 기반 첨단 의료기기 시장

의 급성장과 고품질 의료서비

스에 대한 수요 증대는 의료기

기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 도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제품이 글로벌 시장

을 진출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이다. 

“의료기기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통합 지원”
식약처, 안전관리 패러다임 구축·사후감시체계 강화

신 준 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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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주요 여정

새해부터 이란의 핵 협상 타결과 북

한의 핵실험 등, 핵과 관련한 국제정

세가 심상치 않다. 핵이 일으키는 회

오리 속에서 발 빠른 중국의 행보는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특히 이

란을 방문한 시진핑은 고대 이집트와 

중국문명을 연결했던 실크로드를 언

급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박차

를 가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신

(新)실크로드라고 칭하는 이 길을 통

해 중국과 이란의 활발한 교역과 교류

가 기대되듯, 두 문화를 연결하는 길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신실

크로드에 견줄 수 있는 업계와의 연결 

길, 그 소통의 길은 새해에도 변함없

이 〈표 1〉의 여정을 만들고 있다. 16

년도의 첫 번째 여정은 지난 협회와의 

합동워크숍(11.13)에서 건의했던 의

료기기의 원재료를 작성할 때 발생되

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임으로 

1월 12일 협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원재료의 자사규격 작성

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인체에 접촉하지 않는 원

재료는 인체접촉의 경우와 달리 자사

규격의 작성수준을 완화하는 등의 다

양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의

견들의 수렴 및 검토과정을 거쳐 현

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실질적 방

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모두가 

공감했다.

다음으로 올해 개최예정인 제2차 

국제소통포럼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

회를 1월 20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에는 새로이 소통포럼운영위원 27명

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작

년 한 해의 소통실적과 올해의 소통

체계 및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제2차 

국제포럼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국

제포럼은 6월에 AHWP 및 IMDRF

와 연계해 1.5일의 일정으로 개최하

기로 합의했으며, 포럼의 아젠다와 

연자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며 그 밖의 상호협력사

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정

형재활분과 간담회도 개최해 ‘자기공

명(MR) 사용환경을 고려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관련 전

문협의체의 활동을 통해 업계의 의견

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1월 26일에는 국내 민·관 국

제협력팀의 운영회의를 각 팀장 및 간

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

기공업협동조합 관계자 등과 함께 개

최해 국제협력을 위한 새해의 발걸음

을 시작했다. 125명으로 구성된 10개

의 워킹그룹과 4명의 자문단으로 구

성된 민관 국제협력팀은 이날 모임에

서 의료기기 규제조화의 글로벌 리더

로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국제협력팀

의 활성화 방안과 국제 공통가이드라

인 제·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따라서 

’16년 국제협력 분야의 추진일정과 더

불어 WG별 연구모임 운영과 국제공

통가이드라인 발굴 및 검토 방안에 대

해 논의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WG 활동점검과 정보공유 방안에 대

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2월 25일 개최예정인 AHWP 사무국 

운영회의와 4월 29일 서울에서 열리

는 AHWP 규제당국자 초청간담회의 

의제 논의와 더불어 모두의 협조를 당

부하는 자리로 매조지했다. 

그리고 치과재료와 관련한 시험·

심사기관의 협의체를 1월 26일 한국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개최했

다. 관련 기관들과 함께 올 한해 동안

의 운영계획과 치과재료의 품목 및 등

급 재분류 등 구강소화기과에서 추진

하는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불

소’ 등 첨가물의 원재료 기재방법(분

량, 자사규격 등)과 치과용 세척 튜브

의 품목등급 분류에 대해 논의를 하고 

3월 예정인 차기회의에서 합리적 검

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월 27일

에는 체외진단기기분과 간담회를 개

최해 ’15년도의 업무성과에 대해 분

과위원들과 공유하고 올해의 추진계

획을 설명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

항들을 적극 반영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

던 범부처 협력사업의 후속조치로 1

월 28일에는 신속제품화 지원업체와

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

에는 지원대상 업체 관계자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30여명이 모여 제

품 개발단계의 진행사항을 소개하고, 

각 업체별로 제품화 출시에 필요한 지

원 분야와 지원방향 등에 대해 폭넓

은 의견을 교환했다. 따라서 지난해

에 진행해온 지원대상(5개 품목)에 대

한 제품화 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

후 지원방향을 모색하는 상생의 기회

가 됐다. 또한 앞으로도 대상 제품에 

대해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허가·

심사방법을 지원하고 제품화 지원업

체와의 주기적 간담회를 운영해 지원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건의 및 애로사

항에 대한 피드백을 갖기로 했다.

2월에 이어지는 여정들

2016년하고도 한 달이나 지나 이

제는 2월이지만 자꾸만 설날의 가사

를 떠올리는 건 인지상정(?)일까. “까

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

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작심삼일의 

초라함으로 2016년의 1월을 실망했

다면, 이제 우리의 진짜 설날, 진짜 붉

은 원숭이가 기지개를 켜는 2월에 다

시금 병신(丙申)년의 출발을 기약하

며 〈표 2〉의 일정을 계획한다. 지난 1

차 모임에 이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원재료 작성 개선’을 위한 제2차 협의

체(2.3)를 마련해 자사규격의 작성에 

대한 외국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복부지방

의 감소에 사용되는 고강도집속형초

음파수술기의 허가·심사 방안에 대

한 민원설명회(2.16)와 전기수술기용

전극에 대한 용역연구과제와 가이드

라인을 검토하기 위한 심혈관기기분

과 간담회(2.16)도 계획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

한 통합가이드라인과 홈헬스케어(가

정용)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2.19)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융

복합 의료기기의 개발단계별 허가심

사 방안에 대한 국내·외 제도의 현황

을 공유하고, 구체적 추진계획과 더

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1차 협의체 회의(2.24)와 더불어 

MRI 등 고출력 자기장 발생 환경에

서의 의료기기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

가 자문(2.25)도 준비하고 있다. 그리

고 ’16년도 의료기기심사부의 업무추

진 계획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그동

안 개선된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 사

항을 설명하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종합민원설명회(2.23)를 통해 폭넓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월 허가·심사분야 종합민원설명회 열려

조 양 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장

구분  주요 소통 일정

1주(2.1~2.5) ○의료기기 허가·심사 원재료 작성 개선을 위한 협의체(2차)(2.3)

3주(2.15~2.19)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의 민원설명회(2.16)
○심혈관기기분과 간담회(2.16)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관련 전문가 협의체(1차)(2.16)
○생물학적 안전성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1차)(2.18)
○홈헬스케어(가정용)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민·관 협의체 회의(2.19)

4주(2.22~2.26)

○의료기기 허가·심사 종합민원설명회(2.23)
○구강소화기기분과 간담회(2.23)
○첨단의료기기 개발단계별 허가·심사 방안 관련 전문가 협의체(1차)(2.24)
○자기공명(MR)사용환경을 고려한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협의체(1차)(2.25)

〈표 2〉 2월 주요 소통 일정

일자 주요 소통 일정 장소 인원

1월 12일
○ 의료기기 허가·심사 원재료 작성 개선을 위한 협의체(1차) 

 -`  의료기기 원재료 자사규격 작성 개선방안 마련
의료기기
산업협회

10명

1월 20일

○ ‘16년도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운영위원회(1차)

 -`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및 ’16년 운영계획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29명

○ ’16년도 정형재활기기분과 간담회(1차)

 -`  ’16년 정형재활기기과 업무 추진계획 공유 등
의료기기
산업협회

10명

1월 26일

○ 치과재료 시험·심사기관 협의체(1차)

 -`  치과재료 품목재분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서 작성사례 등 논의
기계전자
시험원

16명

○ 민·관 국제협력팀 운영회의

 -`  ’16년도 국제협력사업 소개 및 향후 추진 계획 논의
코리아나

호텔
28명

1월 27일
○ ’16년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 분과위원회(1차)

 -`  ‘15년도 업무성과 공유 및 ’16년도 주요 계획 논의
의료기기
산업협회

29명

1월 28일
○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속제품화지원업체 간담회

 - ’̀15년도 제품화지원대상 업체의 진행현황 및 지원방향 도모
엘타워 27명

<표 1> 1월 주요 소통 결과

소통의 여적(餘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황휘)는 2016년도 회원사가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동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건강검진사업’은 건강검진장비를 장착한 버스를 통해 

의료사각지역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7가지 무료 검진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협회와 회원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검진결과를 통해 2차로 발생 가능한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협회 865여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협회 회원사

어린이이동건강검진
회원사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참여 안내

● KMDIA 어린이이동건강검진 안내 ●

 • 주 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회원사

 • 일 정 : 2016년 4월 30일(토) 오전 9시 ~ 14시(5시간 소요)

 • 검진항목  : 키·몸무게 / 체지방 / 시력 / 혈액 / 소변 / 청력 / 초음파 검사 등

 • 대 상 : 2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60여명(대전광역시)

 • 장 소 : 한빛·다모아지역아동센터

 • 참여방법_1 :  건강검진 필요장비 지원(체성분분석기, 요성분분석기, 청력측정기기, 시력측정기기 등)

 • 참여방법_2 : 자원봉사자 / 후원물품·후원금 기부 / 영상진단의·소아과의 섭외지원 등

 • 참여혜택  :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 기부영수증 제공 / 협회 매체를 통한 후원내용 공개 

 • 신청기간 :  수시

 • 문 의 : 협회 임민혁 홍보위원회 간사(02-596-0561, paper@kmdia.or.kr)

 • 협 력 : (사)온프렌즈(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어린이이동건강검진버스란?

특수 제작된 대형 버스에서 아이들은 신장, 체지방, 시력, 혈액, 소변, 청력, 초음파 등 총 7가지의 검사과정과 영상진단의사, 

소아과의사, 전문채혈사 선생님이 함께하며 아이들의 발육 및 건강 상태를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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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관리부

■ 인사발령-승진
○ 주요내용 :  기획홍보부 김만석 차장, 광고관리부 정유희 과장, 통관관리부 임예리 대리, 기술사

업부 이채윤 대리, 기획홍보부 윤효상 대리

■ 협회장 표창장 수여-춘해보건대학교 우수졸업생 대상(01.22)

■ 협회 운영위원회 개최(01.26)
○ 주요내용 :  2016년 제1차 이사회 안건 논의

   ▶ 기획홍보부

■ 의료기기협회보 신년특집호(133호) 발행(01.06)

■ 공정경쟁규약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01.08)
○ 주요내용 :  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학술대회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방문(01.14)
○ 주요내용 :  보건산업진흥과, 보험급여과

■ 심평원 주최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01.14)

■ 식약처 2016년도 의료기기 GMP 정책방향 민원설명회 지원(01.19)

■ 식약처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 지원(01.20)

■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협회 및 의료기기산업 견학(01.18~01.22)
○ 주요내용 :  대학원생 2명, 협회소개 및 의료기기인허가·보험제도 교육, 기업탐방 및 CEO면담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허민행 대표), 식약처 민원설명회 지원

■ 복지부 등 신의료기술평가-허가 통합운영 방안 간담회 참석(01.28)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허가 통합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T/F」의 ‘통합운영 방안’ 논의

■  공정경쟁규약 15년 4분기 학술대회 참가지 지원 내역 현황 홈페이지 공고(01.29)

   ▶ 통관관리부 

■ 1월 표준통관예정보고 승인·발급 현황(01.01~01.31)

구분 총 건수 구분 총 건수

표준통관예정보고 6,740 시험용의료기기등 확인서 516

■ 요건면제 수입확인 (01.01~01.31)
○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접수 19건/사후관리 1건

■ 산업통산자원부 전자전기과, 2017년 HS코드 개정 관련 업계 의견 조회 

■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관련 설명회 수요조사(01.26)

   ▶ 광고관리부

■ 2015년도 제4/4분기 광고사전심의 결과 보고(01.11)
○ 주요내용 :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광고 매체별, 품목별, 업체별 심의현황 등 보고

■ 1월 광고사전심의 업체 민원 상담 현황
○ 민원상담업체(품목) :  한헬스케어(정형용교정장치), 나제이(주)(제조, 확장용의료용흡인기), ㈜디

에이치피제약(개인용온열기), 원텍(주)(제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두드
림크리에이티브(판매, 부목), ㈜인터로조(수입,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서동메디칼(제조, 의료용진동기)

   ▶ 산업진흥실

■ 2015년도 의료기기 생산 수출 수입 수리 실적보고 접수(01.01~01.31)

■ 2015년도 의료기기 실적보고 2차 교육 실시(01.05~01.07)

■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발사업 연구지원기관 진도회의(01.06)
○ 주요내용 :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로드맵 설계 및 연구개발 프로세스 관리사항 논의 (KIST 국

제협력관 3회의실)

■  의료기기산업동향 조사 및 고장이력데이터조사 신뢰성 사업관련 기업체 설문조사 
완료 제출(01.08)

■ 첨단 DB Bank 고도화사업 과제 관련 회의(01.11)
○ 주요내용 :  첨단 DB Bank 고도화사업 과제 관련 설명회

■  첨단융복합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허가지원을 위한 전략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2
차 중간보고 발표(01.14)

■ 식약처 신규 연구사업 관련 업무 회의(01.14)
○ 주요내용 :  신규용역과제 RFP 관련 회의

■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발사업 1차 워크숍 개최(01.21~ 01.22)
○ 주요내용 :  연구과제 수행기관 간의 소통을 통한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사업’의 효

율적인 지원 방안 제고 등

■ 한국무역협회 교육지원사업 및 교재발간 관련 회의(01.22)

   ▶ 기술·교육사업부 

■ 식약처 주최 ‘미래시장 창출 산학연관 합동혁신 포럼개최’ 준비관련 업무협의(01.19)

■ 터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 주최(Reed Tuyap) 방문(01.20)
○ 주요내용 :  터키 전시회 관련 업무 협의 

■ 2016~17년 해외전시회 분리선정 PT 심사 발표(01.20)
○ 주요내용 :  2016~17 해외전시회 분리선정 PT 발표

■ 터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2016.03.24~27) 업무협의회(01.22)
○ 주요내용 :  -  참가업체 대상으로 전시준비(운송, 여행, 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전시 정보 안내
    - 부스 임차 계약 (REED TUYAP) 및 세부사항 진행

■ 식약처 2016년 민관 국제협력팀 운영회의 참석(01.26)
○ 주요내용 :  국내 민관 국제협력팀의 활동 활성화 방안 등 공유 및 협의

■ CHAMP 및 인재양성 교육
○ 2016년도 협회 교육일정(CHAMP 및 인재양성 교육) 안내

   ▶ 협회 의견제출/추천 

■ 2016년도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 추천(제조업체)(01.14)
■  희소의료기기 지정 및 운영 절차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전문위원 

추천(01.19)

■  4대 중증 보장성 확대 치료재료 급여전환에 관한 협회 의견서 제출(01.20)
○ 주요내용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운영 과정에 대한 개선과 급여전환 대상품목의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 향후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방향에 대한 의견
    - 검토품목 선정기준 문제
       ·4대 중증질환과의 연계성 미비
        ·행위 연계 치료재료에 대한 사전 행위 구축 검토 미비
    - 상한금액 산출 시 고려사항 
        ·합리적인 환율 적용 및 인정배수 반영

         ·가치평가 적용 및 참조가격제 도입

■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관련 검토의견서 제출(01.22)
○ 주요내용 :  - 소규모 영세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품질책임자 고용에 어려움 많음
    - 면허/학력/근무경력 등으로 설정된 요건에 대한 재검토 요구

■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검토서 제출(01.22)
○ 주요내용 :  -  김기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21호 관련 수리업자의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리범위 확대에 반대
     -  수리행위에 따른 품질검증 방법 및 관리요건 강화, 타 조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법

리적 명확화 필요

■ 식약처,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 전문가 추천(01.22)
■ 식약처, 인체접촉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협의체 전문가 추천(01.22)
■  식약평가원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전문가 추천(01.28)
■ 2015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보고서 제출(01.28)
■ 의료기기산업동향 조사 및 고장이력데이터조사 최종보고서 제출(01.29)
■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발 지원사업 1차 워크샵 결과보고서 제출(01.29)

■  충청북도 행정자치부 주관 특화규제완화 끝장토론회 개최 관련 안건 발굴 협조에 
대한 회신(01.27)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시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제에 대한 완화를 건의함

   ▶ 법규위원회

■ 식약처-법규위원회 정형재활기기분과 제1차 간담회(01.20)
○  주요내용 : - 2016년 주요업무 계획 공유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 체계 구축
    -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단계별 허가심사 방안 마련
    - 자기공명(MR) 사용환경을 고려한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마련
    - 인체접촉 의료기기 허가 심사의 합리적 정비 등

■ 법규위원회 전자의료기기제도 개선 TF 회의(01.29)
○  주요내용 : - 의료기기 수리업 관리방안 마련
    - 전자의료기기 허가시 첨부자료 인정범위 확대 관련 논의

■ 2016년 법규위원회 사업계획(안）마련
○  주요내용 : -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진단T/F 대응 분과위원장/간사/자문위원 등 조직

개편에 따른 분과장/간사 구성
    -  의료기기 GMP 제도에 대한 합리적 적용(의료기기 품목허가(인증) 전 GMP 심사, 

GMP 시설 공용화 인정, 현장심사 차등관리 등)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의 합리적 개선(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7조 및 

제33조 관련)
    -  의료기기 품목허가(인증) 첨부자료 요건 개선
    -  의료기기 수리업자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우수 의료기기공급을 위한 제조·수입업허가 전 교육이수 

요건 마련(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 관련)
    -  임상시험자료 제출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합리적 지정 등

 

   ▶ 보험위원회

■ 7개군 치료재료 원가조사 설명회 개최(01.08)
○  주요내용 : 치료재료 7개군 원가조사 결과 공유 및 업계 대응방안 논의

■ 미국 보스톤대학교 공중보건대학장 초청 특별강연 개최(01.11)
○  주요내용 : - 국민건강의 우선순위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 기회와 함정
    - 강연자 : Sandro Galea, the Dean of School of Public Health, Boston University

■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초청 특별강연 개최(01.20)
○ 주요내용 : 건강보험 정책 동향 공유 및 보건의료 발전방안 해법 모색

■ 재가호흡보조기 보장성 확대 관련 회원사 상담(01.21)
○  주요내용 : -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 등록 업체 소모임 신설 관련 논의
    - 바이탈에어코리아(주), (주)서일퍼시픽, 메디랩코리아(주), ㈜유유테이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치료재료실장 면담(01.25)
○ 주요내용 : 2016년 치료재료 관리 방향 청취 및 의료기기산업계 제도개선 사항 전달

■ 치료재료별도산정기준개선 협회 설명회 개최(01.26)
○  주요내용 : - 별도산정기준개선 진행 경과
    - 감염관리 관련 실태조사 관련
    - 별도산정 우선품목 제출 목록 관련

■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TFT 좌담회 개최(01.28)
○ 주요내용 : 유헬스케어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및 보험급여화 확대

■ Georgetown-KMDIA Project 회의 개최(01.29)
○  주요내용 :  Georgetown-KMDIA Project(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및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 대한 연구) 진행방향 및 계획 논의

   ▶ 윤리위원회

■  간납업체개선TFT 회의 개최(01.04, 01.18)
○  주요내용 : 간납업체 조사 및 연구 활동 추진, 3월 좌담회 개최 제반사항 

■  윤리위원회 복지부 약무정책과 미팅(01.07)
○  주요내용 : -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안 진행사항
    -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 방안 논의
    - 장비구매조건부 임대차계약 관련 의견수렴

■  윤리위원회 제1차 실무위원 회의(01.18)
○  주요내용 : - 중고장비의 적정가격 ‘조건부장비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논의
    - 의료장비 무상점검서비스 관련 논의
    - 3월 KIMES 공정경쟁규약 강연 계획안 논의 등

■  윤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방문(01.27)
○  주요내용 :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협의

   ▶ 홍보위원회

■ 홍보위원회 ‘아리랑 TV(국제교류 영어방송채널)’ 인터뷰 촬영(01.29)
○  주요내용 : - 국내 유헬스케어 산업 및 관련 의료기기 현황 및 발전방향
    - 유헬스케어TFT 리더 유승호 이사(세인트쥬드메디칼코리아 이사)

■  홍보위원회
○ 간납업체 개선 TFT ‘좌담회(3월)’ 홍보 계획(안) 마련
○ 간납업체 문제해결 여론 조성 언론기고 추진
○ 협회장 매일경제 독자기고(2월3일자 발행) “약진하는 의료기기산업, 세계 시장 진출”
○ 협회 간납업체 개선 관련 성명서 발표안 작성
○ ’16년도 조직개편 안내 및 위원 모집(계속)
○ 의료기기뉴스라인-어린이이동건강검진사업 계획(4/30) 안내(계속)

   ▶ 체외진단위원회

■  체외진단위원회 법규분과 운영위원회 회의(01.11)
○  주요내용 : - 국가별 제도 자료조사 논의
    -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제도 개선안 논의

■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표시기재관리방안 관련 방문(01.15)
○ 주요내용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유형별 포장형태에 따른 사례를 취합,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

■  식약처-체외진단위원회 법규분과 신년 간담회(01.27)
○ 주요내용 : ’16년 체외진단기기 관리방안에 대한 소개 등

■  체외진단제품위원회 
○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제도 개선안 논의 
○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CEO 간담회 관련 일정 조율
○ 식약처 포럼 관련 산업계 건의사항 의견수렴
○ 국가별 제도 자료조사 후속조치
    - 미국, 유럽,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임상시험 관련한 제도 조사
○ 체외진단 의료기기 표시기재 관련 추가조사

   ▶ 국제교류위원회

■ 주한인도대사관 관계자 협회 방문 미팅(01.13)
○ 주요내용 : 인도와 한국 의료기기 시장의 협력 방안 협의

■ 국제교류위원회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 간담회 참석(01.15)
○ 주요내용 : 식약처-국제교류위원회 국제교류 활동 협력사항 협의

■ 국제교류위원회 회의(01.21)
○ 주요내용 :  국제교류위원회 분과 조직 및 분과 위원 모집 논의

   ▶ 협회장 활동

■ 전임 회장단 초대 ‘2016년 협회 업무보고회’ 개최(01.11)
■ 주한인도대사관 관계자 협회 방문 미팅(01.13)

■ 협회 운영위원회 개최(01.26)
○ 주요내용 : 2016년 제1차 이사회 안건 논의
  

   ▶ KMDIA 회원사 현황     

■  기준 1월 31일 

구분  합계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제조 제조수입 수입 소계

2016년 865  182 160  360  702 161 2  

2015년 864  181  160  360  701  161 2  

증감 1 1  0 0 1 0 0  

[ 회원사를 위해 노력하는 협회 ]Blue Sky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Blue Sky’이라는 협회보 섹션을 통해 한달 동안 협회 및 산하 9개 위원회가 
활동한 주요 내용을 회원사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회원사 및 업계의 권익 대변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앞장 
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협회의 모습을 ‘Blue Sky’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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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쇄매체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방송매체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매체
●인터넷(홈페이지 포함)

●인터넷신문

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건강에 대한 관심, 치료에서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고령화 

사회로 진입, 가정용 의료기기 보급률 증가 등의 사회적 추세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7년 4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및 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 하고자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부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의료기기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이하 “규정”)에서 정하는 신문, 잡지,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인터넷신문, 방송(텔레비전, 라디오)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를 통해 반드시 심의를 받고 광고해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광고물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

광고사전심의 대상
- 인쇄매체(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매체(인터넷[홈페이지 포함], 

인터넷신문), 방송매체(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를 

받고 광고해야 함

  심의신청(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통보, 수수료 10만원(부가세 별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57호, 2013.12.30. 개정)에 따라 

심의결과가 적합한 광고물에 한해 심의번호 및 광고심의필이 부여되며, 광고물 게재 시 

반드시 부여받은 심의번호 또는 광고심의필 표시(심의번호 글자는 최소 6포인트 이상, 

광고 심의필 지름 3.5cm 이상)

적합한 광고물이란 심의결과가 승인이거나 조건부승인인 경우이며, 조건부승인은 조건부 

승인이행보고를 통해 최종 이행 결정을 받은 광고물을 말함

광고매체 특성에 따라 라디오방송은 제외

하며, 텔레비전방송은 심의번호를 표시

(3초 이상 노출)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주의문구 표시

- 접수일정 : 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

 「심의일정안내」 참조

- 접수마감일 오후 4시까지 구비서류 제출 및 심의수수료 납부

- 구비서류

 ·의료기기광고 심의심청서(홈페이지 로그인 후 작성)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

 ·제품설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그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FDA, CE 국가별 인증, ISO, 임상시험, 특허, 수상내역, 번역본 등

심의신청서 상태 : 문서제출(신청일자) ⇨ 접수대기(입금확인) ⇨

  접수완료(접수일자)

- 식약처 품목허가(신고) 사항 및 거짓·과대·오해·비방·사용후기 

 ·절대적 표현, 의료인 추천·사용·공인 등 심의 기준 검토

심의신청서 상태 : 접수완료

- 온라인 심의 또는 대면 심의

심의신청서 상태：심의중

- 승인 : 광고 가능 (광고심의필 표시)

- 조건부승인 :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작성 후 제출, 이행여부 확인 후 

이행인 경우만 광고 가능 (광고심의필 표시)

 ·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건부승인 이행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거나, 심의위원회의 사정사항 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처리되어 광고 불가 

 · 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

- 미승인 : 광고 불가

- 심의완료 후 처리기한(접수 완료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결과 통보

- E-mail 송부 및 홈페이지 게재

- 로그인 후 홈페이지 「광고사전심의결과」를 통해 확인

심의신청서 상태：결과통보

5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기준) 제1항[별표8] “행정처분기준” : 판매·임대 

업무 정지, 품목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의료기기법 제51조(벌칙) 및 제52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광고심의필:

심의번호 

0000-000-00-0000

문의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기획경영실 광고관리부

Tel : 02-596-1412, 070-7725-8727(0669)     Fax : 02-596-6301     E-mail : adv@kmdia.or.kr

1

2

4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위원회
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

광고사전심의 대상 제외

3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제25조(광고의 심의),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 및 [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 제1항[별표8]

의료기기법 제51조(벌칙) 및 제52조(벌칙)

의료기기법 제50조(수수료)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수수료)제1항 및 [별표10] 

“수수료액” 제15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규정(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식약처 승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등 광고와 관련된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광고사전심의 대상에서 정하는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6가지 경우에 

한해 심의를 받지 않고 심의기관에 심의면제 신청을 통해 확인을 받고 광고할 수 

있음(선택)

심의면제

심의 받은 광고물의 내용을 변경해 광고하려면 새로이 심의를 받아야 하나, 8가지 경우에 

한해 심의를 받지 않고 심의기관에 심의변경 신청을 통해 반드시 확인을 받고 광고해야 

함(의무)

 심의면제·심의변경 신청(신청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결과 통보(접수증 발급),  

 수수료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심의변경

국민에게 안심주고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의료기기 대표단체’

  
인
쇄
매

체
    

        방

송
매
체

인터넷매체

 광고관리부 15년도 성과 및 금년 사업계획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

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사전

적인 예방 조치로 광고사전심

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

성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광고사전심의와 관

련해 가장 중요하게 추진됐던 

위원회 인력풀 확대와 의료기

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 개정

(식약처 제정, 이하 ‘해설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식약처 고시, 이하 ‘규정’) 개

정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심의위원회 인력풀 확대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법률, 

의료, 의료기기 및 광고와 관

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거나 

시민단체나 의료기기 관련 학

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

람으로 10인 이하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다양한 분야의 위원 참여를 통

한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기존 10인에서 18인으로 

재구성했으며, 특정 분야(법

률, 의료, 시민단체) 위원 불참 

시 적정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2인으로 구성해 객관성을 확

보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

을 강화했다.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 개정

2013년 8월 식약처에서는 

광고 표현에 대한 기준을 명확

히 하고,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올바른 광고물을 제작

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 등

에게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의

료기기 광고를 구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

를 제정해 배포한 바 있다. 해

설서에는 의료기기법에서 정

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와 실

제 광고 사례들이 정리돼 있다.

2015년 8월 이를 좀 더 명확

히 명문화하기 위해 최근 3년

간(’12~’14) 광고사전심의 품

목 중에서 다빈도 10개 품목을 

선정해 품목별로 사용할 수 있

는 내용과 사용 불가한 내용을 

추가해 개정이 됐다. 10개 품

목은 3년간 총 심의 11,444건 

중 가장 심의를 많이 받은 품목

(4,328건으로 총 심의건수의 

37.8%)으로 선정됐으며, 10

개 품목을 순위별로 보면 ‘매일

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기도

형보청기, 반도체레이저수술

기, 개인용광선조사기, 남성용

콘돔,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알

칼리이온수생성기, 압박용밴

드,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 자

동전자혈압계’ 순이다.

품목별로 사용가능(불가) 표

현으로는 기본적인 허가(신고, 

인증)사항에 준해 결정된다. 의

료기기의 특성상 동일한 품목

이어도 사용목적과 작용원리, 

성능이나 특성, 사용방법 등 허

가(신고, 인증) 사항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가능한 표

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심의결과를 

받고 동일한 품목인데 경쟁사

는 허용되는 표현이 왜 우리는 

안 되는지 빈번하게 문의를 하

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런 

사유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심의가 진행됐던 품목들

의 기본적인 허가사항(정의, 사

용목적, 작용원리, 성능, 특성) 

예시가 포함됐으며, 일반적으

로 가능한 표현과 품목별로 금

지되는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

는 문구 및 광고 사례, 자주 묻

는 질의응답 사례가 추가됐다.

향후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 소비자 

피해 예방, 올바른 광고물 제작 

유도 등 의료기기 광고시장 활

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많

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

란다. 본 해설서는 식약처 홈

페이지(www.mfds.go.kr, 법

령·자료>지침·가인드라인·

해설서)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

(http://adv.kmdia.or.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개정

식약처는 행정 간소화로 민

원 부담을 낮추는 한편 불필

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을 2차례 개정(15.8.5, 

15.12.23)했다.

첫 번째로 심의 신청 시 해당 

제품의 제품설명서를 제출하

도록 했으나, 제출서류 간소화

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는 

병·의원 등에서 사용하는 전

문 의료기기(의료인, 의료기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만이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식

약처에서 지정한 의료기기에 

한해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수입업자가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의 경

우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했다. 

해당 품목은 시행 전에 지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이런 개정을 통해 향

후 업계 등의 행정적인 부담 감

소 및 규제 완화로 산업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등에 도

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전심의를 거치

지 않고 그대로 광고할 경우 거

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

에서 정한 금지되고 있는 광고

(절대적 표현, 타사 제품 비방, 

사용 후기나 체험담, 사용 전

후 표시, 특허/논문/임상 등 거

짓 인용, 의료인 등 추천/지도/

사용 등)의 위험성(행정처분, 

소비자 피해 등)이 있는바, 광

고하고자 하는 분들은 식약처

에서 배포하는 해설서를 참고

해 올바른 내용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시길 바라며, 사후관리

에 대한 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광고하기 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매체는 규정에서 정

하고 있고 현재 그 대상은 방송

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인쇄

매체(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

신문), 인터넷매체(인터넷, 인

터넷신문)이다. 매체별 심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5년 심의 건수는 전년대

비 9.2% 내린 총 3,296건으로 

집계됐다. 감소 요인으로는 심

의변경 범위 확대와 기타 유사

매체 신청 불가 사유가 큰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의변

경이란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심의

를 받은 광고물은 변경 없이 그

대로 광고해야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금지되

는 광고의 범위(의료기기법시

행규칙 별표 7, 심의를 받지 않

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

용의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해 광고할 경우 행

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심의변경 범위는 2014년 11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식약처 승인) 개정을 

통해 현재 여덟 가지로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2015년 심의변

경 3,343건, 전년대비(2,262

건) 47.8%↑). 심의변경 신청

은 수시로 접수 가능하고, 5일 

이내 처리해 접수증을 발급하

고 있다. 접수증에는 적합(광

고 가능)이나 부적합(광고 불

가)을 표시하고 있으며, 부적

합인 경우 새로 심의를 신청하

거나 광고물을 심의변경 범위 

내로 수정해 다시 변경 신청하

면 된다.

기타 유사매체란 규정에서 

정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외에 광고(전단지, 리플렛, 버

스/전철 등 교통 시설 광고, 유

인물 등)을 말하며, 2007년 4

월 제도 시행부터 업체 자율적

으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매체이다. 업체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으나 사

후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

분을 고려해 안전하게 심의를 

받고 광고하고자 함이다.

2016년도 추진 계획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지난해 개정된 해설서의 후속 

작업으로 심의 절차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자 한다. 심의 업무에서는 신청

부터 결과, 조건부승인이행보

고까지 그리고 심의변경과 심

의면제에 대한 업무 절차 등 자

세한 설명과 사례를 정리해 업

무를 진행하는 업체 입장에서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해당 내용

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간담

회를 통해 더욱 친숙한 협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거짓·과대 광고 사전 예방, 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개정해설서 ‘심의기준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업계 편의 도모

안 재 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관리부장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건수 전년대비

텔레비전 90 88 139 174 209 120.1 1,153

라디오 13 20 28 27 49 181.5 167

일반일간신문 152 137 183 118  127 107.6 1,515

일반주간신문 17 16 13 12 16 133.3 108

잡지 60 94 110 86 91 105.8 835

인터넷 1,220 2,734 3,611 2,753 2,584 93.9 16,729

인터넷신문 75 5 13 9 1 11.1 113

기타유사매체 113 274 351 449 219 48.8 1,523

합계 1,740 3,368 4,448 3,628 3,296 90.8 22,143

※ 2015년 : 2015. 12. 30(수) 제50회차 심의 기준
※ 2015년 심의 현황 : 3,296건으로 2014년(3,628건) 대비 90.8%

<연도별 광고사전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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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루트로닉(대표·황해령)은 최근 

허리둘레 감소 의료기기 ‘엔커브

(enCurve)’를 출시했다. ‘엔커브’

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에서 고주파를 활용한 비

접촉식 초단파 기기로 허가를 획득

했다.

‘엔커브’는 27.12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의 고주파 에너지를 허리 부

분에 조사하는 원리다. 피부나 근육 

등의 주변 조직은 보호하고, 지방세

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 고주

파 에너지에 의해 온도가 상승한 지

방세포는 자멸하며, 이를 통해 허리

둘레가 감소한다.

회사는 엔커브의 특징으로 △환자

별 맞춤형 시술 △비접촉·비침습·

무흔적 시술 △PIST (Personalized 

Impedance Synchronization 

TechnologyTM) 기술을 꼽았다. 

시술 중 환자의 신체적 반응을 실시

간으로 측정해 최적의 에너지를 자

동 적용하므로 환자별 맞춤형 시술

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존의 지방 흡입, 지방 분해 주

사, 냉동 지방 분해 시술과 달리 피

부 접촉이 없다. 조직 손상이나 출

혈, 멍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 기간 없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또 개인별로 어플리케이터 

조절이 가능해 넓은 부위를 한 번에 

조사할 수 있다.

엔커브는 기존 시술과 달리 시술

하면서 발생하는 불편감이 적고 편

안하게 시술받을 수 있고, 사용이 편

리하다 또한 별도의 마취가 필요 없

고 시술 시간이 30분으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바디텍메드(대표·최의열)은 산

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KOTRA

가 주관하는 ‘2015년 세계일류상품’ 

의료기기 부문에서 올해 ‘현재세계

일류상품’에 선정됐다.

세계일류상품은 국내 수출산업을 

주도할 대표 상품을 육성하기 위해 

부여하는 공식 인증이다. ‘현재세계

일류상품’은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출 규모

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인 상품 중

에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이

면서 5% 이상인 제품이 대상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개발 지원부

터 해외마케팅 지원까지 다양한 혜

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ichroma CRP 진

단키트’는 몸에 염증이 있을 경우 

발현되는 단백질인 CRP를 형광면

역법으로 정량 측정할 수 있는 제

품이다. 세균성 감염, 자가면역질

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진단 및 

치료효과 판정에 이용되고 있다. 

CRP를 앞세워 중국 POCT 시장에

서 바디텍메드는 단일시약판매량 1

위, 중국 CRP 진단시장에서도 시

장점유율 38%로 압도적 1위를 차

지하고 있다.

최의열 대표이사는 “이번 세계일

류상품 선정을 통해 바디텍의 기

술력을 인정받고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제품라인업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말

했다.

루트로닉, 고주파기기 ‘엔커브’ 출시

고주파 에너지로 복부 지방세포만 선택 파괴

바디텍메드, ‘2015 세계일류상품’ 선정

중국 CRP 진단시장서 시장점유율 선도

메디아나(대표·길문종)는 브라

질 상파울루 르네상스호텔에서 현

지 대리점들과 마케팅 킥오프 미

팅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코트라

(KOTRA) 월드챔프사업 후원 아래 

지난달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진

행됐다.

이번 킥오프 미팅은 메디아나 자

사 제품들의 브라질 정부 산하 의약

품 감독기관인 안비사(ANVISA)인

증을 앞두고 열렸다. 회사 관계자는 

“인증 후 브라질 시장 본격 판매 개

시를 위한 미팅”이라며 “이미 대리

점 계약을 체결한 10여개 업체가 참

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메디아나는 브라질 시

장 개척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자동제

세동기(A15), 환자감시장치(M30), 

병원용제세동기(D500)의 ANVISA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메디아나 관계자는 “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브라질은 정부가 

의료기기 수입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는 등 우호적 여건이 조성됐다”며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당사 제품들

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OTRA가 지원하는 월드챔

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

업청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전문기업,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프로그램으로 맞춤

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디아나, 브라질 진출 ‘킥오프 미팅ʼ 개최

중남미 최대 의료기기 시장 브라질서 수요 증가 기대

DK메디칼솔루션(회장·이창규)

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7일 베트남 하노이 쉐라톤호텔에

서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에서 DK메디칼솔루션

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The Best Healthcare Company, 

DK’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DK는 

지난 3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향후 

해외진출을 위한 도전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기념영상 및 기념책자

를 발표했다. 또 임직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고 공로를 치하하기 위

한 경품 이벤트를 함께 진행했다. 

이창규 DK메디칼솔루션 회장은 

기념사에서 “이제 DK메디칼솔루션

은 디지털 엑스레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라며 “올 3

월에 개최되는 KIMES 2016 전시

회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대대적

으로 전시하고 이를 앞세워 기존 수

출을 늘리고 북미시장 진출도 모색

하는 등 세계 각지로 진출하는 글로

벌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

를 밝혔다.

한편 이번 30주년 기념식에서

는 고객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UCC/오행시 응모하고 해외여행 가

자!’ 이벤트 당첨작 발표가 진행되는 

등 특별한 행사도 더해졌다.

DK메디칼솔루션은 고객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로 찾아가겠다는 

다짐을 담아, 이번 이벤트의 시상을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는 정말 기발한 아이

디어와 작품성을 갖춘 작품들이 대

거 출품됐는데, 이는 고객들이 DK

에 대한 애정과 신뢰도를 보여준 것”

이라며 “기존에 정해놓은 시상 인원

을 더 늘릴 정도로 매우 만족스러운 

행사였다”고 밝혔다. 

DK메디칼솔루션, 베트남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이창규 회장, 글로벌 최고 의료기업 성장 위한 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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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코리아(대표·허준)

는 최근 대외협력부 이상수 이사, 최

현숙 차장이 공동 저술한 ‘의료기기 

혁신 가치 평가: 건강보험 급여 범

위 결정을 위한 다기준결정분석의 

적용’이란 제목의 논문이 JoHTA 

2015년 판에 실렸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지

(Journal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이하 JoHTA)에 소개

된 이번 논문은 2014년 12월 시행

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

정기준’의 일부 개정된 내용 가운데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가

치평가제도’에 대한 소개하고 있다.

다기준결정분석(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 방법

을 적용한 치료재료 가치평가제도

는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를 통해 

2가지 트랙으로 치료재료 상한금액

을 평가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임상적 유용

성, △비용 효과성, △기술혁신 등 3

가지다. 이 논문은 국내 개정제도 도

입의 배경 및 과정, 시사점을 제시

했을 뿐 아니라, 영문으로도 소개돼 

국외 이해관계자들의 대한민국 치

료재료 보험급여 및 가격결정 시스

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이바

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논문을 

비롯한 JoHTA게재 논문은 학회 웹

사이트(www.kahta.or.kr)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코비

디엔과의 통합을 통해 메드트로닉 

피엘씨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지

난달 26일, 메드트로닉의 경영 철학

과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브랜드를 

공식 발표했다.

회사측은 새로운 브랜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술 기업을 넘어 

전세계 보건의료계가 고민하고 있

는 핵심 과제들을 보다 많은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

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메드트로

닉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지멘스 헬스케어(대표·박현구)

는 부산대학교병원과 국내의료기

술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의료기

술과 장비에 대한 정보교류와 더불

어 ‘그린 플러스 하스피털(Green+ 

Hospitals)’ 솔루션 사업의 전략적 파

트너십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지

난달 19일 체결했다.

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정대수)

은 최근 지속적인 외국인 환자의 증

가와 해외 보건의료시장 진출이 활발

해짐에 따라 세계적인 병원으로 성장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성공적인 해외진출과 의료기관의 

글로벌 역량 증진을 위해 첨단영상기

기 및 병원운영 노하우에 이르기까지 

지멘스 헬스케어와 협력해 나갈 계획

이다. 특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몽

골 환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 

몽골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지멘스 헬스케어는 자사만의 친환

경 솔루션인 그린 플러스 하스피털 

솔루션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헬스케

어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력할 계획

이다. 특히, 최적의 임상절차 구축 솔

루션인 ‘액트온(Act-on)’ 솔루션은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종양학 등 

중증 질환의 임상절차에 대한 개선안

을 제공함으로써 진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구 지멘스 헬스케어 대표는 

“한국 의료계는 최근 성공적으로 해

외진출을 이뤄내고 있으며 의료서비

스 개선이 필요한 국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지멘스 헬스케어

가 보유한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협약이 해외 의료서비

스의 영역을 넓히고 병원 운영의 수

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나진(대표·김성기)이 순수 국

내 기술로 개발한 ‘액체 생검(Liquid 

biopsy)을 이용한 암 진단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받고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

파나진은 최근 노르웨이와 미국의 

대학병원이 자사가 독자적으로 보

유한 PNAClamp 기술을 사용해 혈

액을 통한 암 진단 적용가능성을 확

인한 결과를 유럽의 저명 학술지인 

분자종약학(Molecular Oncology)

에 논문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 연구결과에 따르면, 췌

장암 환자의 혈액 속을 순환하는 

DNA(ctDNA: circulating tumor 

DNA)에서 검출한 KRAS 변이 결

과와 환자의 항암치료 경과 사이에

서 임상적 유의성이 확인됐다.

회사 측은 “이번 논문은 파나진이 

보유한 기존 기술이 혈액 등 액체 생

검(Liquid biopsy)을 통한 암 진단

에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으로 확인한 것을 넘어, 더 발전된 

기술인 PANAMutyper 기술의 잠

재력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 말했다.

파나진의 PNAClamp기술은 

암 조직세포에서 표적항암제 처

방의 기준이 되는 유전자 돌연변

이 발생 여부를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후, 파나진은 

‘PNAClamp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액체 생검(Liquid biopsy)에 적합한 

PANAMutyper 기술을 2014년에 

발표했다. 이 기술은 PNAClamp 

보다 10~100배 향상된 수준의 민

감도를 가지고 있어, 혈액 내에 소량 

존재하는 ctDNA를 효과적으로 검

출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파나진 관계자는 “기존 PNAClamp 

기술로도 혈액 내에서 우수한 결과

가 도출되고 있지만, 이번 논문을 계

기로 PANAMutyper 기술을 활용

한 수많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머

지않아 다양한 암의 선별과 치료법 

결정 및 예후 예측 등에 있어 전환기

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씨젠(대표·천종윤)은 자궁경부

암 선별검사와 HPV 타이핑을 동시

에 할 수 있는 ‘Real-time PCR’ 제

품 최초로, 자사의 HPV 제품이 국

제 기준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20

일 밝혔다.

최근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 국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세계적 HPV 

권위자인 크리스 메이어(Dr. Chris 

Meijer) 박사 연구팀이 약 1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씨젠의 HPV 제품

에 대한 임상평가를 한 결과, 국제 

기준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이번 임상평가는 환자가 아닌 일

반 여성을 대상으로 암환자를 선별

할 수 있는 성능을 검증하는 평가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임상 바이러스학 학술지(Journal 

of Clinical Virology)에 최근 게재

됐다. 

씨젠 측은 “HPV 검사 방법은 건

강검진 등을 통해 일반 여성이 자

궁경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를 선별해낼 수 있는 최적의 검사 방

법이다. 특히 씨젠의 검사 방법은 

HPV 감염 여부는 물론 유전자형 정

보까지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자궁

경부암 예방과 환자 관리를 위해 적

절한 검사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았

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4월 덴마

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25회 유

럽 임상미생물학회(ECCMID 2015)

에서도 발표돼 큰 호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국제기준 적합 판

정으로 씨젠은 전세계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며,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 시장은 현재 전세계 분자진단 

시장에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

나, HPV 검사가 세포 검사를 대체

해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

면 HPV 검사시장은 10배 이상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드트로닉 직원 논문, ‘JoHTA 2015년판’ 게재

‘코비디엔’ 통합 1주년 맞아 새 브랜드 공식 발표

지멘스헬스케어-부산대병원, 의료협력 MOU 체결

국내 의료기술 해외진출 및 병원 솔루션 파트너십 구축

파나진, 유럽에서 암 진단기술 우수성 입증

액체 생검기반 암 진단, 세계시장 진입 가능성 확인

씨젠, 자궁경부암 1차 선별검사 시장 본격 진출

‘HPV 타이핑 제품’ 세계 최초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적합 판정



KMDIA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교육 안내
협회 교육사업부, 2016년도 GSP 교육 실시 

■ 과정소개

   •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의료기기를 임대 및 판매하는 업체의 종사자들의 자체이수
교육을 돕기 위한 과정

   •  본 과정을 통해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의 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 및 체계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사용되는 용어와 시설 설비, 그리고 품질 및 위생, 문서 등의 관리 방법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음

■ 교육일자 및 정원

과정명 차수 일정 교육일수(시간) 교육인원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1차 2016. 03. 29(화)

1일(4H) 50명
2차 2016. 05. 31(화)

3차 2016. 09. 27(화)

4차 2016. 11. 29(화)

※ 접수 인원은 교육 취소자 발생을 감안하여 정원의 20%까지 신청받을 예정임

■ 교육대상

   •  의료기기 품질 및 유통관리자 등 담당자

■ 교육 신청 방법

   •  협회 교육홈페이지 (http://edu.kmdia.or.kr) 교육 신청 

■ 교육비 : 50,000원

   •  신청서 제출 후 전자결제 또는 신청 후 5일 이내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001-458168)
   •   교육비 입금 미확인 시 교육 수강 불가
   •  교육 취소는 교육일 3일 전까지만 가능

■ 수료 기준

   •   출석률 80% 이상

■ 수강생 특전 

   •   교재 제공, 수료증 부여 및 다과 제공 

■ 교육 장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9층 교육장
      (강남역 12번 출구 또는 역삼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주차비 개별부담
      ※협회 건물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를 위한 유통관리과정(GSP) 교육”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육성본부 교육사업부 (http://edu.kmdia.or.kr)

  Tel : 070-7725-8728, 8660           E-mail : edu@kmdia.or.kr

교육 
문의

21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2016년 2월 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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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녹십자엠에스가 

신임 대표이사에 김

영필 부사장을 임명

했다. 진단시약 및 

혈액백 전문기업 녹

십자엠에스는 지난

달 28일 임시주주총

회와 이사회를 개최

하고 김영필 전 녹십자 화순공장 본부

장이자 현 녹십자엠에스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녹십자엠에스는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일 자로 영업

본부장에 유왕철 상무를 선임하고, 마케

팅 및 해외 영업강화를 위해 GM(Global 

Marketing)본부를 신설했다. 

엘러간은 한국엘

러간 김은영 대표이

사를 아시아 4개국 

신임 지사장으로 선

임했다. 김은영 대

표이사는 한국 지사

와 함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말레

이시아·필리핀 지사를 총괄하며 아시

아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

당하게 됐다

이번 인사는 한국엘러간이 메디컬 

에스테틱과 안과 영역 모두에서 리더

십을 강화하며 성장을 이루어 낸 결과

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한국엘러간 대

표이사로 취임한 김 대표이사는 전략

적 능력과 소통을 강조한 리더십을 바

탕으로, 엘러간의 고객 중심적 기업 문

화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긍

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정보도 - 21세기메디칼(주)는 ‘2015년 

12월 132호 의료기기협회보’에 기재된 

자사 제품 ‘LS Needle’에 대한 보도 내

용 중 임상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

과드리며 이를 정정하여 보도합니다.

21세기메디칼(주)(대표·신미향)

은 ‘LS Needle(Lifting Streching 

Needle, 특허 제 1571291호)’을 최

근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PDO봉합사를 사용했던 기존의 

니들은 PDO봉합사를 피부에 주입

만 하는 기능이였지만 ‘LS Needle’

의 특징은 진피층과 표피층의 유착

을 끊어주어 주름진 진피층과 표피

층을 분리시켜 준다. 따라서 봉합

사 실이 SMAS층에 접근이 쉬워져 

실의 장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LS 

Needleʼ은 니들의 끝부분이 수평 커

팅돼 있고 니들 뒷면의 날이 정밀 가

공돼 있다. 신미향 대표는 “언제나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은 ‘제품의 안

전성’이다. 고품질의 제품과 제조시

스템, 특허 등으로 가격이 아닌, 제

품 자체에서 시장경쟁력을 만들어 

‘믿고 쓰는 기업’으로 관련업계의 트

렌드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십자엠에스, 김영필 신임 대표이사 선임

한국엘러간 김은영 대표이사, 아시아 4개국 지사 총괄 

21세기메디칼, PDO 봉합사 ‘LS Needle’ 특허획득
LS Needle, 주름진 진피층과 표피층 분리 가능

인 사

□  보건복지부

◇승진= 3급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이

태근 △보건산업정책과장 서기관 황승현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서기관 이민원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장 나성

웅 △질병관리본부 국립부산검역소장 기

술서기관 김택 △국립서울병원 간호과장 

기술서기관 김은주 △국립나주병원 정신

건강과장 기술서기관 시영화

◇승진= 4급 △인구정책과 행정사무관 

강준 △기획조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

근찬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

덕곤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김동민 

△기획조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영학 

△건강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우중 △건강

증진과 행정사무관 김유미 △해외의료진

출지원 행정사무관 김현철 △급여기준과 

행정사무관 박민정 △복지정책과 행정사

무관 박은정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사무

관 박종하 △건강정책과 행정사무관 심

은혜 △아동복지정책과 행정사무관 오태

욱 △보험약제과 행정사무관 이윤신 △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관 장은섭 △자립지

원과 행정사무관 정연희 △사회서비스정

책과 행정사무관 정인호 △감사당담관실 

행정사무관 정풍갑 △지역발전위원회(파

견) 행정사무관 정혜은 △보험정책과 행

정사무관 조승아 △질병정책과 보건사무

관 공인식 △약무정책과 약무사무관 송

소연 △보험평가과 보건사무관 김승열

(국립포항검역소장) △구강생활건강과 

보건사무관 박일훈(국립제주검역소장) 

△사회서비스정책과 전산사무관 박재성 

△질병관리본부 국립포항검역소장 기술

서기관 김명섭(국립통영검역소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고위공무원

단 △일반직고위공무

원(전 의약품정책과장) 

부이사관 이동희

◇전보= 과장급 △처

장 비서관 서기관 이

호동 △한국의약품안

전관리원 파견 서기관 조건창 △의약품

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기술서기관 김상

봉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

과장 기술서기관 황인진 △경인지방청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한운섭 △대전지방

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기술서기관 김동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진= 실장 △수원지원장 김진국 △

인재경영실(국방대학교 교육) 공진선

◇승진= 부장급 △약제관리부장 조회규 

△상대가치개발부장 문경아

황인진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신규회원 가입을 축하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비 고

㈜드림에어 정진구 031-732-1281 제조

성지메디칼 임승현 02-318-3369 제조

김은영 대표이사

김영필 대표이사

GE헬스케어, 아태지역 총괄 션 버크 대표이사 사장 선임
G E 헬 스 케 어 는 

최근 아시아·태평

양 지역 내 헬스케

어 비즈니스를 총괄

하는 대표이사 사장

으로 션 버크 사장

을 임명했다.

션 버크 신임사장

은 한국,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로 구성된 아태지역의 비

즈니스 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버크 사

장의 임명으로 GE헬스케어는 앞으로 

GE가 가진 기술력과 헬스케어 산업의 

성공사례를 통해 아태 지역 헬스케어 

고객들의 임상적, 운영적, 재정적 측

면의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객 

및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

이다.

버크 사장은 2003년 GE헬스케어

에 입사해 솔루션 사업부 최고 마케

팅 책임자(CMO), 헬스케어IT 사업부 

CMO, 미주지역 CMO, 글로벌 진단영

상사업부 CMO를 포함한 영업 및 마케

팅 리더를 두루 거쳤다.

션 버크 사장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협회보 의료기기협회보

www.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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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및 기관별 공고·교육 모집

□ KOTRA

•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플라자 수출 상담회

 -  의료기기 : 기구기계, 의료용품, 치과

재료 등

 -  장소 : 삼성동 COEX Hall E(장보고 홀)

 - 기간 : 3월 17일(목)~18일(금)

□ 삼성서울병원

•  의료기기 제조업체 기업 맞춤형 교육(지원)

 -  대상 :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  분야 : 동물실험 혹은 임상시험(택1)

 -  접수기한 : 2월 29일(월)까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Hi Korea Invest Fair 2016 참가기업 모집

 -  대상 : 기업 기술 투자상담회를 통하

여 자사의 우수한 기술에 대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제약, 바이오, 의료

기기 업체

 -  지원내용 : 기업설명회(IR) 기회 제공

 -  신청기간 : 2월 17일(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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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6년 2월 134호  선진의료기기정보·업계와 함께가는 신문
문화스케치

‘2016 서울한옥박람회’가 18일부터 나흘간 

SETEC에서 열린다. 박람회에서는 전통장인

들의 대장간 가마 재현부터 굽기 체험과 대

패 체험, 박람회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

그램이 진행된다. 전통의 가치와 전통장인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야외 대장간·야철로 

체험’, 전통목수와 함께 진행하는 대패 체험

인 ‘한옥목수체험’, 한옥박람회 투어 프로그

램인 ‘한옥 문화체험투어’, 매듭공예 한지공

예 유리공예 등 장인들과 함께하는 ‘전통공

예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매일 

전통목수가 직접 전통정자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정자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전통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장인

들에게는 전통을 보다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다.

 <가로 열쇠> 

(1)일 년 중 봄이 시작한다는 날. 24절기

의 하나 (3)쥐를 잘 잡는다 (5)군대가 거

주하는 건물 (7)눈 아래에 보이는 사람

이 없음.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 (8)풍수지리에서, 아주 좋은 묏

자리나 집터 (9)임금의 후궁에게서 난 딸 

(10)얼었던 것이 녹아서 풀림 (11)심부름

하는 값으로 주는 돈 (13)피부가 곪아 고

름이 차는 질환. 부스럼 (14)병의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 ~전 (15) 남자 형

제 사이에서 동생의 아내 (18)김을 매는 

농기구 (19)뱀이나 매미, 누에 따위가 벗

는 껍질 (20)두 다리가 갈라진 사이의 허

벅지 어름. 샅 (21)쏠 때마다 겨눈 곳에 

다 맞음 (23)높고 큰 산. ~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양사언) (24)문틈으

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문짝 주변

에 바른 종이 (25)전기를 일으킴

<세로 열쇠> 

(1)어떤 안(案)을 세움. 정책 ~ (2) 봄, 여

름, 가을, 겨울 (3)죽은 사람. ~의 명복

을 빌다 (4)음력 정월 보름날 아침에, 귀

가 밝아진다고 하여 마시는 술. 귀밝이술 

(5)알약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데 쓰는 

절구 모양의 작은 사기그릇 (6)국수, 새끼 

등을 헝클어지지 않도록 감은 뭉치 (9)질

그릇과 오지그릇 (10)높아진 체온을 정상

으로 내리게 하는 약 (11)신랑, 신부가 첫

날밤을 치르도록 새로 차린 방 (12)차를 

탔을 때 일어나는 어지럼증 (13)같은 성

으로서 촌수를 따질 정도가 못 되는 사

람을 부르는 말 (16)수입과 지출을 따져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계산함 (17)부

스럼이나 상처 따위에서 흐르는 물 (18)

온통 하얗게 센 머리털 (19)신혼부부가 

함께 가는 여행 (20)소의 오금에 붙은 살

덩이 (21)흰 종이 (22)왕비

<2월호>

•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 21일(일)까지

•장소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홈페이지 : http://www.hanexpo.co.kr

2월의 책

인간은 필요 없다
제리 카플란 지음/신동숙 옮김/한스미디어

아시아의 힘
조 스터드웰 지음/김태훈 옮김/프롬북스

인공지능(AI) 덕택에 인간의 노

동력이 필요 없어지는 4차 산업

혁명이 화두로 떠오른 시대, 인공

지능 기술이 산업계의 미래, 인간

의 생활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어

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추적한

다. 그리고 가속화될 노동시장의 

불안과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도 

고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체계와 사회 정책에 자유시

장을 수정한 혁신적인 정책을 도

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 대만, 한국, 중국 같은 국

가는 어떻게 고도성장을 했는가?’

와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성장

하는 경우가 드문가?’에 대한 답

을 탄탄한 이론적 토대와 함께 제

시했다. 저자 조 스터드웰은 이들 

국가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3

가지 공식으로, ‘토지’, ‘제조업’, ‘금

융’ 정책을 꼽았다. 토지를 재분배

하고 가족농을 지원하라. 잉여 수

입을 저축으로 유도하고, 그 자금

이 제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라. 

금융을 개방하지 말고, 은행을 정

부의 통제 아래 두어라. 저자는 아

시아 국가에서 이 3가지 정책이 실

행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1월호 정답>

※ 매월 25일까지 낱말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가운데 정답자를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전화번호도 기재해 주세요).   ※ 보내실 곳 : (0613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역삼동, 여삼빌딩 8층)

2월의 축제

<1월호 정답자>

장지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최윤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낱 말 퀴
즈

공    연    명 연극 ‘렛미인’

공  연  장  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공  연  기  간 2016년 2월 28일(일)까지

공  연  시  간 화~금 8시/토 3시, 7시 30분/일 2시, 6시 30분

티  켓  가  격 R석, OP석 77,000원/S석 55,000원/A석 33,000원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10대 소년 오스카와 그와 친구가 되는 수 백년을 산 뱀파이어 소녀 일라이, 그리고 

일라이 옆에서 한평생 헌신한 히칸. 외로운 두 소년소녀의 사랑은 풋풋하며 더 할 수 없이 매혹적이고, 소

녀를 향한 이젠 늙어버린 한 남자의 사랑은 쓸쓸하고 잔혹하다. 어떻게 해도 서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

던 사람들, ‘당신은 사랑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평생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위해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

로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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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 형 통 꽁 초 기

병 원 달 구 지 사 립

통 미 함 지 박

치 석 용 호 상 박 수

청 포 눈 치

관 만 능 선 수 과 외

혼 숫 감 영 유

상 돌 연 하 장 군 내

제 감 기 만 수 무 강

“전통장인들의 의미와, 

한옥의 가치에 푹 빠져보세요.”

‘2016 서울한옥박람회’ 18일부터 나흘간 개최


